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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21p)

이론 으로 개별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기 수익률을 잘 보여주는 지표다.이 논문은 본 사실에 입각하여

내재자본비용이 시장의 과수익률을 유의하게 측하고 있음을

보인다. 한 다른 가치지표와 경기순환변수가 존재할 때에도 내

재자본비용만이 모든 추정기간에 하여 시장의 과수익률을 통

계 으로 유의하게 측하 다. 체 방안으로 추정한 내재자본비

용을 이용하여 시장의 과수익률을 측하 을 때는 한국시장 고

유의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체 방안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측력에 차이를 보 다.그리고 개별기업의 내재자본비용과 다른

가치지표를 사용하여 개별기업의 미래 과수익률을 측하 을

때는 측력을 찾을 수 없었다.이는 개별 기업의 내재자본

비용 데이터가 월별 내재자본비용에 비해 많은 잡음을 가지고 있

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어 :내재자본비용,배당할인모형,시장수익률,theimpliedcost

ofcapital

학 번 :2012-20479



-ii-

목 차

제 I장 서론 ································································ 1

제 Ⅱ 장 ‘내재자본비용’의 정의 ···························· 4

2.1.기 수익의 측정치인 내재자본비용 ······················· 4

2.2.내재자본비용 추정법 ···················································· 5

제 Ⅲ 장 데이터와 요약 통계량 ···························· 8

제 Ⅳ 장 Fama-French회귀 분석 ························ 10

4.1.회귀 분석 방법 ·····························································10

4.2.회귀 분석 결과 ·······························································11

4.2.1.가치비율 회귀 분석 결과 ·······················································13

4.2.2.경기순환변수 회귀 분석 결과 ···············································15

4.2.3.강건성 검사 결과 ······································································17

제 Ⅴ 장 개별기업의 수익률 측에 한 분석 18

5.1.회귀 분석 방법 ·····························································19

5.2.회귀 분석 결과 ·······························································20

제 Ⅵ 장 결론 ······························································ 21

참고문헌 ········································································ 28

Abstract········································································ 31



-iii-

표 목 차

[표 1]···························································································22

[표 2]···························································································23

[표 3]···························································································24

[표 4]···························································································26

[표 5]···························································································27



-1-

제Ⅰ장 서론

개별기업의 내재자본비용(ICC,theimpliedcostofcapital)은 기 수익

을 보여주는 지표의 일종으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측되는 잉여

흐름의 재 가치를 주식의 재 가격과 동일하게 여긴다.실증 으로는

애 리스트의 단기 수익 측치와 단기 측치룰 통해 얻은 장기수익률,

개별 기업의 각 해의 배당률을 이용하여 잉여 흐름을 도출한다.그동

안 내재자본비용은 주로 주식 리미엄을 측정하거나 개별기업의 자기자

본비용(costofequity)를 계산하고,다양한 자산의 가치 평가문제를 다루

는데 사용되었다.최근 이론 이긴 하지만 시계열 하에서는 내재자본비

용(theaggregateICC)1)이 시변(timevarying)기 수익을 측할 수 있

음이 입증되었다(Pastor,SinhaandSwaminathan(2008)).내재자본비용

은 기 수익과 변동성 사이에서 시 간 자산의 가격 결정을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수익과 변동성 사이에는 양의 계가 존재했다.

만약 내재자본비용이 시변 기 수익을 측할 수 있다면 미래의 시장수

익 역시 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내재자본비용은 이미 이론 으로

미래 성장기회를 고려한 평가모형임이 입증되어있기 때문에 내재자본비

용이 주가-배당 비율(D/P,dividendtopriceratio),주가-수익 비율(E/P,

earningstopriceratio),주가-장부가 비율(B/M,booktomarketratio)

과 같은 통 인 가치비율(valuationratio)보다 미래 시장의 수익률을

잘 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시장 반의 수익률을 측하는 문제는 학계와 투자자 양쪽 모두의

1)개별기업의 내재자본비용과는 다르다.각 월별로 종합하여 구한 월별 내재자

본비용에서 CD유통수익률을 빼서 얻은 과 내재자본비용을 의미하며 도출 방

법은 이후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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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로 시장수익률의 측 가능 여부에 해서는 여 히 논의가 진행

이다.샘 의 규모가 작지만 게 편향된(biased)표 오차(standard

error)를 가지고 통계 추론을 진행한다면 배당수익률의 경우 추정하는

시 이 길어질수록 시장수익률 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ng

andBekaert(2007)).그리고 테스트하는 시 이 길 경우의 측력은 시

이 짧을 경우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력을 결합하여 추

정(jointpredictabilitytest)하 을 때는 배당률(payoutratio)뿐만 아니라

순주식발행규모(netequityissuance)도 시장수익률 측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밝 졌다(Boudoukh,Richardson,andWhitelaw (2008)).

통 으로 학계에서는 주가-배당 비율,주가-장부가 비율,주가-수익

비율과 같은 가치비율이 미래 시장수익률을 측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

했다((e.g.,FamaandSchwert(1977),Campbell(1987),Campbelland

Shiller(1988),FamaandFrench(1988),KothariandShanken(1997),

Boudoukh,Michaely,RichardsonandRoberts(2007)).그리고 경기순환

변수도(businesscyclevariable)시장수익률 측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e.g.,Campbell(1987)andFamaandFrench(1989)).

한국에서는 본 논문처럼 내재자본비용의 미래 시장수익의 측력을 검

증한 논문은 없었지만 내재자본비용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했다.내재자

본비용을 이용하여 배당소득세가 자산의 가격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 고(고종권,조문희(2008))내재자본비용이 험 리미엄을 보여

다는 에서 착안하여 이윤경,고종권(2008)은 CSR에 극 인 기업

의 험 리미엄이 낮을 것으로 상되어 내재자본비용이 낮아진다는 사

실을 보 다.그 외에도 내재자본비용을 다양한 가정을 완화하면서 추정

하여 각각의 가정이 내재자본비용에 어떤 향을 주는지 검증한 황이석,

이우종,임승연(2008)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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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자본비용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각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을

월별로 시가총액을 기 으로 가 평균한 뒤 91일 CD유통수익률을 빼

것이다.내재자본비용의 측력을 분석하는 데는 표 인 측 회귀방

법론(forecasting regression methodology)인 Fama-French(1988,1989)

방법론을 사용하 다.사용된 데이터의 범 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다.그리고 내재자본비용과 시장 과수익률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내재자본비용은 추정기간이 1개월일 때뿐만 아니라 12개월,

24개월일 때도 미래 시장수익률을 유의하게 측하고 있었다.배당이 완

고한 변수라는 일반의 상과 달리 배당정보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재자본비용은 추정기간이 길어지면 adj.R2가 95%에서 26%로 작아졌

다.가치비율과 경기순환변수는 회귀 분석을 한 결과 내재자본비용에 비

해서 설명력이 상 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재자본비용과 미

래 시장수익률은 양의 계 고 내재자본비용의 측력은 다른 가치비율

과 경기순환변수를 회귀 분석에 반 하여도 여 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강건성 검사 결과는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다. 체 방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내재자본비용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었는지에 따라 측

력에 차이를 보 다.이는 한국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를테

면 한국 주식시장에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다는 과 한국 10년 국채와

미국 30년 국채가 가진 차이 ,이를 테면 거래의 활발한 정도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내재자본비용의 미래 시장수익률 측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추가 으

로 개별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을 이용해서 미래 시장수익률을 측해보았

다.그 결과 내재자본비용을 포함한 다른 가치 지표 모두가 미래 수익률

을 설명하지 못했고 이는 개별 기업 수 의 데이터에 잡음(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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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기 때문에 생된 결과로 보인다.

내재자본비용의 뛰어난 측력은 다른 가치비율에서는 고려되지 않았

던 미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기 해서 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내재

자본비용을 구했기 때문이다. 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내재자본비용

을 도출하는 것은 Pastor,SinhaandSwaminathan(2008)가 이론 으로

입증한 바가 있다.결국 본 논문의 결론을 종합하면 첫째,본 논문은 주

식시장을 측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음을 입증했으며 둘째,기존의 지표

들보다 미래 수익률 측에 뛰어난 새로운 측변수인 내재자본비용을

도입했으며 마지막으로,내재자본비용과 미래 수익률이 양의 계임을

보여서 본 변수의 유용함을 입증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Ⅱ장에서는 연구의 기 가 되는 내

재자본비용을 정의한다.제Ⅲ장에서는 데이터와 요약통계량을 제시한 뒤

제Ⅳ장에서는 Fama-French회귀 분석을 설명하고 회귀 분석 결과를 제

시한다.제Ⅴ장에서는 개별기업의 수익률 측에 한 분석 결과를 설명

하고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한다.

제Ⅱ장 ‘내재자본비용’의 정의

본 장에서는 내재자본비용이 왜 기 수익의 측정치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실증 으로 내재자본비용을 도출하는 법을 설명한다.내재자본비

용의 정의와 실증 으로 도출하는 방법은 Li,Ng,Suaminathan(2013)의

방법론을 으로 따른다.

2.1.기 수익의 측정치인 내재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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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재자본비용은 추정기간이 유한한 배당할인모형에서 의 값을 의미한

다.는 t시 에서의 주식의 가격,는 t시 에서의 배당을 각각 의미

한다.

배당할인모형의 로그 선형 근사치인 로그 주가-배당 비율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Campbell,LoandMacKinlay(1996)).

  


 

  

∞

  
  

∞

∆  , (2)

는 t시 에서 로그 주식수익률을, 는 t시 에서 로그 배당 을,

 exp를, loglog를,는 로그 주

가-배당 비율의 평균을 의미한다.결국 내재자본비용을 식 (2)를 이용하

여 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Pastor,SinhaandSwaminathan(2008)).

   
  

∞

∆  , (3)

따라서 내재자본비용은 배당이익과 함께 미래 배당 성장률의 정보를

모두 포함되어 있다.그 기 때문에 만약 조건부의 기 수익이 AR(1)을

따른다면 내재자본비용은 조건부의 기 수익과 완벽하게 련

(correlated)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한 완벽한 지표로도 볼 수 있다

(Pastor,SinhaandSwaminathan(2008)).실증 으로 내재자본비용은

기 수익과 변동성 사이에서 시 간 자산가격의 계를 분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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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내재자본비용 추정법

내재자본비용의 실증 인 도출법은 Pastor,SinhaandSwaminathan

(2008)와 Lee,NgandSwaminathan(2009)의 방법을 따랐다.그리고

4.2.1에서는 체 방안으로도 내재자본비용을 추정해볼 것이다.우선 식

(1)을 이용하여 추정기간이 유한한 배당할인모형을 활용하여 기업 수

의 내재자본비용을 실증 으로 도출한다.

 
 











 
, (4)

는 t월의 주식가격, 와  는 t+k년도의 수익 측치와 재투자

율 측치,T는 측 기간이다.  는 t+k년도의 잉여 흐

름을 가리킨다.식 (4)의 오른쪽 첫 번째 항은 t+T년도까지의 잉여

흐름의 재 가치를 보여주고 두 번째 항은 t+T+1년도의 잉여 흐름

의 재가치를 보여 다.그리고 Pastor,SinhaandSwaminathan(2008)

처럼 15년을 측 기간(T=15)으로 하여 식 (4)에 용한다.

t+T년도까지의 수익 측치는 총 세 단계를 거쳐서 얻는다.우선,애

리스트의 측치를 이용하여 t+1년도의 원화 수익을 측한다.

Fn-Guide에서는 다음 두 번의 회계 연도,,에 한 애 리스트

의 EPS 측치가 제공되고 있다.우리는 과 의 간값을 다음의

식, ××에 입하여 재 시 보다 12개월 앞선

수익 측치,을 만든다.는 다음 회계 연도까지 남은 개월 수를 12

로 나눠서 만든 것이다. 간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극단 인 측치가

추정치에 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해서이다.그리고 t+2년도의 수익

측치를 얻기 해 과 에 내재된 경제성장률을 사용한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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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며 2년 앞선 수익의 측치는 다음과 같다.

 ×.과 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은

에서 로 부드럽게 이행(transition)하도록 해주며 측치가 늘

재시 으로부터 언제나 12개월과 24개월을 앞서는 것을 보장한다.성장

률이 100%보다 큰(2%보다 낮은)기업의 성장률을 100%(2%)로 제한한

다.마지막으로 t+3부터 t+T+1까지의 수익(earnings) 측은 t+2년도 수

익 성장률, 가 t+T+2년도까지 기하 수 에서 안정된 상태(the

steadystate)의 가치로 평균 회귀할 것임을 제하여 구하고 있다.따라

서 t+T+2년도부터 시작한 안정된 상태의 성장률은 장기 명목 국내총생

산(GDP,grossdomesticproduct)의 성장률,g와 같아진다.장기 명목

국내총생산은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순환평균(rolling

average)하여 구한 것이다.구체 으로 t+3년도부터 t+T+1년도까지의 수

익 성장률과 수익 측치는 식 (5)를 이용하여 구한다(k=3,4,,...,T+1):

   ×explog,   × .(5)

재투자율, 는 다음의 방법으로 측한다.1에서 가장 최근 년도의

배당성향을 빼면 t+1년도의 재투자율,을 얻을 수 있다.배당성향은 실

제 배당을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나눠서 추정한다.그리고 t+1

년도의 재투자율,은 t+T+1년도까지 안정된 상태의 값인 b까지 선형으

로 회귀할 것임을 가정한다.그러므로 t+2년도부터 t+T년도까지의

(k=2,...,T)재투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한 ROI와 가 수익성장률 와 같다고 가정하는 지속가능한 성장률 공

식을 통해 안정된 상태의 를 얻을 수 있다.안정된 상태에서는 경쟁으

로 인해 투자이익이 자기자본비용(thecostofequity)의 수 까지 어

들기 때문에 결국 안정된 상태의 재투자율,b는 를 계산하여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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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의 최종 값은 구채의 재 가치를 계산한 것으로 t+T+1년도

의 수익 측치인  을 자기자본비용인  으로 나 것

과 같다.식 (4)에서 얻은 는 실증 분석에서 사용될 개별 기업의 내재

자본비용이다.한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기업의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매월의 내재자본비용을 도출한 뒤 시가총액으로 가 평균하여

서 월별 내재자본비용을 얻는다.마지막으로 미래시장의 과수익률을

이용하여 측할 것이기 때문에 내재자본비용도 과 내재자본비용을 사

용해야 한다.그러므로 가 평균하여 구한 각 월별 내재자본비용에서

과수익률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91일 CD유통수익률을 빼 다.결국

이 논문에서 지칭되는 내재자본비용은 월별 과 내재자본비용을 의미하

고 수익률 역시 과수익률을 의미한다.

제Ⅲ장 데이터와 요약 통계량

내재자본비용을 구하고 회귀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인 시가총액

과 배당이익을 포함한 수익률,배당률,순이익,보통주 장부가치,회계연

도,애 리스트의 EPS 측치,주식가격,명목 GDP 성장률은 모두

Fn-Guide를 통해 얻었다.내재자본비용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회계 데이

터는 가장 최근 회계 연도의 3개월 이 것을 사용한다.안정된 상태의

GDP성장률은 가장 최근 년도까지의 GDP성장률을 평균하여 구한다.

가 평균한 월별 수익률을 이용하여 시장 반의 수익률을 측한다.내

재자본비용과 비교할 통 인 가치비율은 주가-배당 비율(D/P)과 주가

-수익 비율(E/P),주가-장부가 비율(B/M)과 같고 이외에도 경기순환변

수인 term spread와 defaultspread,91일 CD유통수익률,10년 채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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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함께 비교한다.월별 변수는 각 달의 마지막 날 값을 사용하여 구

한다.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수들은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

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의 범 는 내재자본비용을

구하는데 필수 인 애 리스트의 EPS 측치를 Fn-Guide가 2003년 1월

부터 제공하기 때문이다.

� 주가-배당 비율(D/P,dividendtopriceratio)

주가-배당 비율은 기업 수 의 주가-배당 비율을 시가총액으로 가 평

균하여 구한 것이고 기업 수 의 주가-배당 비율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

의 배당 을 각 월말의 시가총액으로 나 어서 구한다.

� 주가-수익 비율(E/P,earningstopriceratio)

주가-수익 비율은 기업 수 의 주가-수익 비율을 시가총액으로 가 평

균하여 구한 것이고 기업 수 의 주가-수익 비율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

의 수익을 각 월말의 시가총액으로 나 어서 구한다.

� 주가-장부가 비율(B/M,booktomarketratio)

주가-장부가 비율은 기업 수 의 주가-장부가 비율을 시가총액으로 가

평균하여 구한 것이고 기업 수 의 주가-장부가 비율은 가장 최근 회

계연도의 장부가를 각 월말의 시가총액으로 나 어서 구한다.

� Term spread(term)

Term spread는 AAA 평가를 받은 기업 채권의 수익률과 91일 CD유통

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기업 채권의 수익률 역시 Fn-Guide를 통해 얻

었다.

� Defaultspread(default)

Defaultspread는 BAA 평가를 받은 기업 채권의 수익률과 AAA 평가를

받은 기업 채권의 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기업 채권의 수익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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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uide를 통해 얻었다.

� 3month(91일 CD유통수익률)

91일 CD유통수익률 역시 Fn-Guide를 통해 얻었다.

� 10year(10년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 역시 Fn-Guide를 통해 얻었다.

<표 1>은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의 요약통계량이다.내재자

본비용의 평균은 3.71%이고 표 편차는 0.98%이다.내재자본비용의 첫

번째 자기 상 (auto-correlation)은 0.97이고 12개월 뒤에는 0.63이 감소

한 0.34이다.그리고 24개월 뒤에는 –0.21이다.즉,한국 데이터를 이용

하여 만든 내재자본비용의 시 에 따른 자기 상 결과는 미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내재자본비용의 자기 상 분석 결과에 비해 훨씬 덜 완

고한(persistent)경향이 있다(Li,Ng,Suaminathan(2013)).한국 데이터

가 가진 이러한 경향은 이후 회귀 분석 결과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내재자본비용에 비해 주가-배당 비율(D/P)과 주가-수익 비율

(E/P),주가-장부가 비율(B/M)은 훨씬 완고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

다.첫 번째 자기 상 은 0.82,0.95,0.90이었지만 24개월 뒤에도 여 히

0.04,-0.10,0.11로 24개월 뒤 내재자본비용의 자기 상 이 –0.21인 것

과 조 이다.<표 1>에 따르면 가 평균하여 구한 시장 과수익률,

Vwretd는 평균은 2.88% 고 반 으로 내재자본비용과 비슷한 움직임

을 보 다.내재자본비용이 각각의 가치비율과 경기순환변수와 양의 연

성을 보 는데 이는 내재자본비용과 각각의 변수들이 공통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내재자본비용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기업은 아래의 기 을 따랐다(차승

민,정재호,유용근(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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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산월이 12월인 기업

② 비 융업에 종사하는 기업

③ DART에서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고 분석에 필요한

재무제표 자료와 주가 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업

④ Fn-Guide에서 애 리스트의 EPS 측치가 존재하는 기업

제Ⅵ장 Fama-French회귀 분석

이번 장에서는 Fama-French회귀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이 회귀 분

석 방법을 이용하여 내재자본비용이 미래 시장수익률을 측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한다.

4.1.회귀 분석 방법

본 논문의 회귀 분석 방법론은 Li,Ng,Suaminathan(2013)의 방법론을

으로 따르고 있다.식 (6)이 Fama-French의 다기간 측 회귀 모형

(1988,1989)이다.


 





 
×  (6)

 는 월별 연속복리 과수익률로 시가총액으로 가 평균한 연속복리수

익률과 91일 CD유통수익률의 차이를 의미한다.2)는 설명변수의 1×k

행벡터(row vector)이고 b는 회귀계수의 k×1벡터이다.마지막으로 K는

2)연속복리 과수익률은 매일의 수익률을 가지고 연속복리한 뒤 91일 CD유통수익률을

뺀 것으로 <표 1>의 과수익률과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둘의 상 성이 0.9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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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간을, 는 회귀오차를 말한다.

본 회귀식은 세 개의 다른 추정기간을 가지고 있다.월별로 회귀 분석

을 하는데 K,즉 추정기간에 따라 1개월,12개월,24개월 단 로 회귀 분

석을 한다.한 가지 문제 은 첩 측치문제(overlappingproblem)이다.

이는 회귀잔차의 시계열상 (serialcorrelation)을 유도할 수 있고 한

조건부 이분산성(conditionalheteroskedasticity)이 일어날 수도 있다.자

기상 (autocorrelation)과 조건부 이분산성(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은 K-1Newey-Westlagcorrection을 이용하여 일반

률추정법(GMM,thegeneralizedmethodofmoment)표 오차를 통해

조정한다.같은 데이터를 다양한 추정기간으로 회귀 분석하 기 때문에

회귀계수들은 연 되어 있다.서로 다른 추정기간에서 얻은 회귀계수가

결합하면 0임을 의미하는 귀무가설을 검증하기 해 세 개의 다른 추정

기간에서 얻은 회귀계수를 산술 으로 평균하여 평균계수를 구한다

(RichardsonandStock(1989)).

4.2.회귀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내재자본비용과 가치비율,경기순환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우선 내재자본비용과 가치비율,경기순환변수 각

각의 시장수익률 측력을 확인한다.그리고 내재자본비용과 함께 비슷

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치비율이나 경기순환변수가 반 되었을 때 내재

자본비용이 여 히 시장수익을 측하는지를 확인한다.마지막으로 강건

성 검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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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가치비율 회귀 분석 결과

내재자본비용(ICC)과 으로 사용되는 가치지표의 측력을 일변

량 분석해보았다.따라서 식 (6)의 X=ICC,D/P,E/P,B/M이다.내재자

본비용이 높을수록 사 인 리스크 리미엄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내재

자본비용이 높으면 시장 과수익률도 높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치비율이 높아질수록 주식 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한 모든 회귀 분석에서 편측검정한 귀무가설이

하다.

<표 2>의 PanelA부터 PanelD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의 내재자본비용과 주가-배당 비율,주가-수익 비율,주가-장부가 비율

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한 일변량 회귀 분석 결과이다. 상과 달리 내재

자본비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치비율의 계수 b는 모두 음수 고 t-값도

내재자본비용만이 유의했다.자세히 살펴보면 내재자본비용의 계수는 추

정기간이 24개월일 때도 0.39이고 t-값도 2.7로 유의한 수 이다.반면에

다른 가치 비율 에는 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주가-배당 비율이 추정기

간이 1개월일 때 37.89 을 때 고 그 외의 추정기간에서는 모두 음수

다. 한 수정한 t-값이 가장 클 때도 1.59로 주가-배당 비율의 추정기간

이 1개월일 때 다.따라서 내재자본비용을 제외한 다른 가치비율은 기

존의 연구와는 달리 미래 시장의 과수익률을 제 로 설명하지 못한다

고 말할 수 있다. 한 모든 변수의 회귀 분석 결과에는 t-값이 있고

K-1Newey-Westlagcorrection을 이용하여 일반 률추정법 표 오차

를 이용하여 수정한 t-값이 있다.수정한 t-값은 항상 처음 t-값보다 작

아졌으므로 우려하 던 이분산성이나 자기상 은 어느 정도 조정된 것으

로 보인다.

한 내재자본비용을 제외하고는 adj.R2가 반 으로 낮았다.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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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정기간이 길어질수록 내재자본비용의 adj.R2가 어든다는 사실

이다.일반 으로 배당은 완고한 경향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추정기간

이 길어질수록 설명력이 높아진다.따라서 배당을 반 하여 만든 변수인

내재자본비용 역시 추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설명력이 높아져야 한다.하

지만 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표 1>의 시 에 따른 자기 상 결

과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국의 내재자본비용은 상 으로 덜 완고한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추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

으로 보인다.

내재자본비용과 통 인 가치비율 사이에는 높은 연 성이 있다고 밝

졌기 때문에 내재자본비용이 다른 가치비율과 함께 회귀 분석을 하

을 때에도 여 히 설명력을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문제를 피하기 해 내재자본비용과 다른 가치 비율

을 함께 넣어서 이변량 회귀 분석을 했다.식 (6)에 따라 X는 다음의 세

가지 하나이다 ① ICC와 D/P,② ICC와 E/P,③ ICC와 B/M.모든

측 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이고 모든 회귀 분석에서 편측검정한 귀무가

설을 따른다.

<표 3>은 이변량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PanelA부터

PanelC는 다른 가치비율이 존재하여도 내재자본비용이 여 히 뛰어난

미래수익률 측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내재자본비용의 계

수는 모든 추정기간에서 양의 값을 가졌고 유의했으며 평균한 계수 역시

양의 값을 보 다.그리고 내재자본비용을 제외한 다른 가치비율의 계수

는 추정기간이 1개월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추정기간에서 음의 값이었

다.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가치 비율과 함께 회귀 분석을 하여도 내재자

본비용의 계수는 추정기간이 24개월일 때도 0.3이상이었고 수정한 t-값

역시 2.09이상으로 유의한 수 이었다.반면에 다른 가치 비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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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1개월일 때 2.89로 가장 큰 계수값을 가지던 주가-장부가 비율조

차도 추정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수가 -37.44,-9.74로 작아졌으며 수정한

t-값 역시 -1.54,-0.45로 작아졌다.이러한 결과는 내재자본비용이

다른 통 인 변수보다 뛰어난 측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4.2.2.경기순환변수 회귀 분석 결과

defaultspread,term spread와 같은 경기순환변수가 주식수익률을

측할 수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Fama와 French(1989)).따라서 경기

순환변수가 미래 시장수익률 측력이 있는지 확인한다.그리고 내재자

본비용과 defaultspread,term spread사이에는 높은 연 성이 있기 때

문에 내재자본비용이 다른 변수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도 여 히 과수

익률을 측할 수 있는지도 분석하 다.단기이자율과 장기이자율 역시

미래수익률을 측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Angand

Bekaert(2007))term spread와 defaultspread와 함께 91일 CD유통수익

률과 10년 채권의 수익률도 분석 상으로 포함하 다.

<표 2>의 PanelE부터 PanelH까지는 term spread와 defaultspread,

91일 CD유통수익률,10년 국채 수익률을 이용한 일변량 회귀 분석의 결

과이다.일반 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은 경기에 역행하는 변수로 고려

되기 때문에 이 변수들에 해서는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상

하 다.반면에 91일 CD유통수익률은 추정기간이 단기일 경우 음의 값

을 가질 것으로 상했다.

하지만 상과 달리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term spread와 default

spread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두 변수의 계수 값도

음수 고 추정기간이 길어질수록 t-값도 유의하지 않은 수 으로 작아졌



-16-

다.반 로 91일 CD유통수익률과 10년 국채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

고 있다.계수도 모두 양수 으며 비록 추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아지기

는 하 지만 t-값도 유의미한 수 이었다.

<표 3>은 이변량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식 (6)에 기반

하여 X는 다음의 네 가지,① ICC와 term spread,② ICC와 default

spread,③ ICC와 91일 CD유통수익률,④ ICC와 10년 국채 수익률

하나다.<표 3>의 PanelD부터 PanelH는 내재자본비용이 경기순환변

수가 존재하여도 여 히 뛰어난 미래수익률 측력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내재자본비용의 계수는 모든 추정기간에서 양의 값을 가지고 평균한

계수 역시 양의 값을 보이며 t-값도 유의한 수 이다.내재자본비용을

제외한 다른 가치비율의 계수는 모든 추정기간에서 음의 값이었다.이러

한 결과는 내재자본비용이 다른 통 인 변수보다 뛰어난 측력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반면 다른 경기순환변수의 경우 내재자본

비용과 함께 회귀 분석을 하 더니 t-값이 유의한 경우는 있었으나 계수

의 값이 특히 추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음수가 되었다.구체 으로 살펴보

면 추정기간이 1개월일 때는 term spread와 defaultspread,91일 CD유

통수익률,10년 국채 수익률의 계수가 각각 0.13,0.04,0.97,0.05로 양의

값을 가졌고 수정된 t-값 역시 6.58,1.04,78.37,1.73으로 부분이 유의

하 다.하지만 추정기간이 길어지면 계수가 음의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adj.R2는 추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드는 경향을 보 는데 이

는 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내재자본비용이 상 으로 덜 완고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상으로 보인다.결과 으로 내재자

본비용의 측력은 다른 경기순환변수의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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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강건성 검사 결과

본 장에서는 강건성 검사를 실시한다.총 네 가지의 체 방안으로 새

롭게 만든 내재자본비용을 이용하여서 다시 한 번 회귀 분석을 해보았

다.우선 유한한 잉여 흐름을 가정하여 내재자본비용을 만들 때 15년

으로 정하 던 측 기간을 10년과 20년으로 조정하여 다시 계산한다.

이는 측 기간의 변화가 평균 인 리스크 리미엄에 향을 주는지 확

인하기 한 것이다.<표 4>는 측 기간을 10년으로 한 ICC_T10과

측 기간을 20년으로 한 ICC_T20의 일변량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수의 값이 모두 양이 고 유의미한 수 의 t-값을 가지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t-값은 추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아졌지만 추정기간이

24개월일 때도 2.7로 유의한 수 이었다.adjR2은 추정기간이 길어질수

록 0.95에서 0.26으로 어들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내재자본비용은 개별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을 시

가총액을 기 으로 가 평균한 뒤에 91일 CD유통수익률을 빼 일종의

월별 과 내재자본비용을 사용하고 있다.이어지는 두 가지의 체 방

안은 월별 과 내재자본비용을 구하는 방법을 조 씩 바꾸어서 만든 것

이다.하나는 개별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을 가 평균 하는 신 동일가

평균하여 구하는 것으로 ICC_equal이라고 부른다.다음은 가 평균한 각

월별 내재자본비용에서 91일 CD유통수익률 신 10년 국채 수익률을 빼

주는 것으로 ICC_yield라고 부른다.단,종속변수는 이 회귀 분석과 마

찬가지로 시장수익률에서 91일 CD유통수익률을 뺀 시장 과 수익률을

사용한다.

<표 4>에서는 의 두 가지 체 방안으로 만든 내재자본비용,

ICC_equal과 ICC_yield를 이용한 회귀 분석의 결과가 나타나있다.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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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측정기간을 다르게 한 내재자본비용과는 달리 ICC_equal과 ICC_yield

를 이용한 회귀 분석의 결과는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

다.미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ICC_equal과 ICC_yield가 여 히 유

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수 던 것과 조 이다(Li,Ng,Swaminathan

(2013)).우선 ICC_equal의 경우 계수가 음의 값이었으며 t-값도 반

으로 작았다.특히 추정기간이 12개월이었을 때는 t-값이 0.15로 유

의하지 않았다.한국 데이터를 이용하 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

유는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과 달리 소규모 기업이 많기 때문에 동일가

평균하 을 때 여 히 데이터에 잡음이 많이 남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ICC_yield의 경우 계수가 양수 으나 상 으로 t-값이 작았고 특히 추

정기간이 24개월로 길어졌을 때는 t-값이 0.82로 유의하지 않았다.이러

한 결과는 한국 장기 채권과 미국 장기 채권의 차이, 를 들면 거래의

활발성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 4>의 결과에 따르면 내재자본비용의 측정기간은 회귀 분석

결과에 크게 향을 주지 않지만 동일가 평균해서 구하거나 장기 채권

의 수익률을 빼주는 방식으로 구한 내재자본비용의 경우 한국 시장이 가

진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설명력을 잃는다.따라서 다소 엇갈리는 강건

성 검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의 고유특성을 충분히 조정한다는

제 하에 내재자본비용은 한국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잘 설명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제Ⅴ장 개별기업의 수익률 측에 한 분석

월별 내재자본비용은 시장 반의 수익률을 측하는 뛰어난 지표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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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되었다.본 장에서는 기업별 내재자본비용이 각 기업별 과수익률

을 얼마나 잘 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5.1.기업별 내재자본비용

2.2장에서 서술된 방법을 따라서 식 (4)를 이용하여 기업별 내재자본비

용인 를 구한다.그리고 각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인 에서 91일 CD유

통수익률을 빼 다.그러면 기업별 과 내재자본비용을 얻게 되며 이를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5.2.회귀 분석 방법

회귀 분석 방법은 기본 으로 4.1에서 제시된 방법과 같다.식 (6)을

이용하고 추정기간은 1개월,12개월,24개월로 한다.다양한 추정기간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첩 측치 문제는 K-1 Newey-Westlag

correction을 이용하여 일반 률추정법(GMM,thegeneralizedmethodof

moment)표 오차를 통해 조정한다.같은 데이터를 다양한 추정기간으

로 회귀 분석하 기 때문에 회귀 계수들은 연 될 수밖에 없다.서로 다

른 추정기간에서 얻은 회귀계수가 결합하면 0임을 의미하는 귀무가설을

검증하기 해 세 개의 다른 추정기간에서 얻은 회귀계수를 산술 으로

평균하여 평균계수를 구한다(RichardsonandStock(1989)).종속변수는

월별 개별기업의 과수익률이며 독립변수는 월별 개별기업의 내재자본

비용과 주가-배당 비율(D/P),주가-수익 비율(E/P),주가-장부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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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과 같은 통 인 가치비율이다.

내재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사 인 리스크 리미엄이 높음을 의미하

므로 내재자본비용이 높으면 과수익률도 높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한 가치비율이 높아질수록 주식 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따라서 모든 회귀 분석에서 편측검정한 귀무가설이 하다.

5.3.회귀 분석 결과

<표 5>의 PanelA부터 PanelD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각 기업의 내재자본비용과 주가-배당 비율,주가-수익 비율,주가-장부

가 비율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한 일변량 회귀 분석 결과이다.그리고 시

장 수 으로 종합(aggregate)하 을 때와는 달리 통 인 가치비율뿐만

아니라 내재자본비용까지 미래 과 수익률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

음이 드러났다.우선 내재자본비용을 살펴보면 계수가 음의 값이고 adj

R2도 추정기간에 따라 0 는 0.01수 이었다.

주가-배당 비율의 경우 추정기간이 1개월일 때는 계수가 양수이고 t-

값도 7.36이지만 adjR2가 0이고 추정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수가 음수가

되는 에 미루어보아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주가-수익 비율(E/P)과 주가-장부가 비율(B/M)

은 모든 추정기간에 하여 계수가 0이 고 t-값은 가장 큰 경우가 0.09

이고 가장 작을 때는 –1.05로 유의한 수 이 아니었다.adjR2역시 모든

추정기간에 하여 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기업별 내재자본비용과 가치지표의 경우 시장 수

의 내재자본비용이나 가치지표에 비해 데이터가 잡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따라서 개별 기업 수 의 회귀 분석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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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제Ⅵ장 결론

본 논문은 내재자본비용을 시장 수 의 과수익률을 측할 수 있는

새로운 측변수로 제시하고 있으며 회귀 분석 결과 내재자본비용은 매

우 유의한 수 의 시장 과수익률 측력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계의 일반 인 견해와는 달리 통

가치비율이나 경제순환지표는 미래 시장 과수익률을 제한 으로만 설명

하거나 심지어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개별기업의 내

재자본비용과 가치비율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하 을 때는 미래 시장

수익률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이는 개별기업 수 의 데이터에는

잡음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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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 편차
시 에 따른 자기 상

1 12 24

ICC 3.71 0.96 0.97 0.34 -0.21

Vwretd 2.88 0.95 0.97 0.35 -0.21

D/P 0.02 0.01 0.82 0.10 0.04

E/P 2.01 0.55 0.95 0.37 -0.10

B/M 0.77 0.14 0.90 0.37 0.11

Term 1.24 0.90 0.96 0.29 -0.29

Default 4.41 1.34 0.99 0.62 0.17

3month 3.32 0.98 0.94 0.35 -0.21

10year 4.81 0.70 0.92 0.46 0.23

<표 1> 측변수의 요약 통계량

이 표는 측 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자기상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로 시가총액으로 가 평균한 변수들이다.이 표에서는 시장 과수익률(Vwretd),내재자본비용(ICC),주가-

배당 비율(D/P주가-수익 비율(E/P),주가-장부가 비율(B/M),Term Spread(Term),DefaultSpread(Default),91일

CD유통수익률(3month),10년 한국 채권 수익률(10year)의 변수가 다 지고 있다.변수의 자기상 은 특정 시

에 한 자기상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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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b t-값 수정한 t-값 adj.R2

PanelA:ICC

1 1 49.88 33.4 0.95

12 0.7 12.75 4.01 0.6

24 0.39 5.82 2.7 0.26

평균 0.7

PanelB:D/P

1 37.89 2.19 1.59 0.03

12 -18.74 -1.13 -0.43 0

24 -3.57 -0.22 -0.1 -0.01

평균 5.19

PanelC:E/P

1 -0.12 -0.77 -0.57 0

12 -0.6 -4.39 -1.35 0.15

24 -0.56 -4.47 -1.86 0.17

평균 -0.43

panelD:B/M

1 -1 -1.61 -0.93 0.01

12 -3 -6.07 -2.1 0.25

24 -2.29 -4.91 -2.52 0.2

평균 -2.1

PanelE:Term

1 -0.32 -3.42 -2.37 0.08

12 -0.66 -9.53 -3.98 0.46

24 -0.63 -11.41 -4.74 0.58

평균 -0.54

PanelF:Default

1 -0.54 -17.94 -4.58 0.72

12 -0.82 -15.87 -5.46 0.53

24 -0.55 -9.51 -5.93 0.7

평균 -0.64

PanelG:91일 CD유통수익률

1 1 449.20 394.29 1

12 0.62 10.3 3.1 0.5

24 0.3 4.18 1.98 0.15

평균 0.64

PanelH:10년 국채

1 0.71 6.39 5.34 0.25

12 0.58 3.74 2.12 0.11

24 0.12 0.7 0.67 0

평균 0.47

<표 2>내재자본비용,가치비율,경기순환변수의 일변량 회귀 분석

이 표는 식 (6)의 일변량 측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시장 과수익률의 월별

평균이고 독립변수는 내재자본비용(ICC)와 주가-배당 비율(D/P주가-수익 비율(E/P),주가-장부가 비율(B/M),

Term Spread(Term),DefaultSpread(Default),91일 CD유통수익률(3month),10년 한국 채권 수익률(10year)이다.

모든 변수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데이터이고 K는 월별 추정기간을 의미한다.b는 최소자승모형

(OLSregressions)를 통해 얻은 계수로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추정기간이 1개월을 넘어서면 회귀식에서 사용되는

b가 첩된 측치일 수 있다.평균은 계수 b를 평균한 것이고 adj.R2는 최소자승모형을 통해 얻은 값이다.t-

값은 K-1Newey-Westlagcorrection을 이용하여 일반 률추정법(GMM,thegeneralizedmethodofmoment)

표 오차를 통해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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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A:ICC와 D/P를 이용한 이변량 회귀 분석

K
ICC 　 D/P 　 　

b t-값 수정한 t-값 　 c t-값 수정한 t-값 　 adj.R2

1 0.99 48.76 33.35 2.89 0.76 0.54 0.95

12 0.72 13.90 4.49 -37.44 -3.75 -1.64 0.65

24 0.4 5.84 2.72 -9.74 -0.70 -0.45 0.25

평균 0.70 -14.76

PanelB:ICC와 E/P를 이용한 이변량 회귀 분석

K
ICC E/P

b t-값 수정한 t-값 　 c t-값 수정한 t-값 　 adj.R2

1 1 50.15 33.55 0.06 1.66 1.38 1

12 0.66 13.40 4.1 -0.44 -5.27 -2 0.68

24 0.34 5.34 2.13 -0.44 -3.92 -2.35 0.36

평균 0.67 -0.27

PanelC:ICC와 B/M를 이용한 이변량 회귀 분석

K
ICC 　 B/M 　 　

b t-값 수정한 t-값 　 c t-값 수정한 t-값 　 adj.R2

1 1 50.09 33.46 0.29 2.13 1.4 0.96

12 0.63 14.05 4.06 -2.22 -7.47 -2.99 0.74

24 0.33 5.26 2.09 -1.8 -4.29 -3.11 0.37

평균 0.65 -1.24

<표 3> 내재자본비용,가치비율,경기순환변수의 이변량 회귀 분석

이 표는 식 (6)을 이용한 내재자본비용와(ICC)와 통제변수의 이변량 측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통제변수는 주가-배당 비율(D/P주가-수익 비율(E/P),주가-장부

가 비율(B/M),Term Spread(Term),DefaultSpread(Default),91일 CD유통수익률(3month),10년 한국 채권 수익률(10year)이다.종속변수는 시장 과수익률의 월별 평균이고

독립변수는 내재자본비용(ICC)이다.모든 변수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데이터이고 K는 월별 추정기간을 의미한다.b와 c는 최소자승모형(OLSregressions)를 통

해 얻은 계수로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추정기간이 1개월을 넘어서면 회귀식에서 사용되는 b 는 c가 첩된 측치일 수 있다.평균은 계수 b와 c를 평균한 것이고 adj.R2

는 최소자승모형을 통해 얻은 값이다.t-값은 K-1Newey-Westlagcorrection을 이용하여 일반 률추정법(GMM,thegeneralizedmethodofmoment)표 오차를 통해 조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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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D:ICC와 Term를 이용한 이변량 회귀 분석

K
ICC Term

b t-값 수정한 t-값 c t-값 수정한 t-값 adj.R2

1 1.05 55.56 42.27 0.13 6.51 6.68 0.97

12 0.52 9.53 2.8 -0.37 -6.22 -2.81 0.71

24 0.11 1.79 0.87 -0.56 -8.69 -4.4 0.59

평균 0.56 -0.27

PanelE:ICC와 Default를 이용한 이변량 회귀 분석

K
ICC Default

b t-값 수정한 t-값 c t-값 수정한 t-값 adj.R2

1 1.04 24.21 16.49 0.04 1.26 1.04 0.95

12 0.13 1.24 0.41 -0.46 -6.07 -2.31 0.7

24 -0.69 -5.33 -2.36 -0.92 -9.07 -3.34 0.6

평균 0.16 -0.45

PanelF:ICC와 91일 CD유통수익률을 이용한 이변량 회귀 분석

K
ICC 3month

b t-값 수정한 t-값 c t-값 수정한 t-값 adj.R2

1 0.02 2.41 2.01 0.97 96.93 78.37 1

12 1.64 7.03 4.08 -0.94 -4.14 -1.88 0.66

24 2.05 8.03 5.02 -1.67 -6.66 -4.32 0.49

평균 1.24 -0.55

PanelG:ICC와 10년 국채 수익률을 이용한 이변량 회귀 분석

K
ICC 10year

b t-값 수정한 t-값 c t-값 수정한 t-값 adj.R2

1 0.98 42.90 32 0.05 1.50 1.73 0.95

12 0.72 11.43 4.55 -0.07 -0.61 -0.48 0.6

24 0.48 6.37 3.68 -0.39 -2.39 -1.8 0.29

평균 0.7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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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b t-값 수정한 t-값 adj.R2

PanelA:ICC_10

1 1 50.11 33.67 0.95

12 0.7 12.78 4.03 0.6

24 0.4 5.83 2.7 0.26

평균 0.7

PanelB:ICC_20

1 1 49.68 33.15 0.95

12 0.7 12.72 4 0.6

24 0.39 5.82 2.7 0.26

평균 0.70

PanelC:ICC_equal

1 -0.03 -4.46 -2.78 0.14

12 0.001 0.18 0.15 -0.009

24 0.01 2.42 1.87 0.05

평균 -0.01

panelD:ICC_yield

1 0.71 6.48 5.4 0.26

12 0.6 3.93 2.19 0.12

24 0.14 0.84 0.82 -0.003

평균 0.48

<표 4> 체 방안으로 만든 내재자본비용 회귀 분석

이 표는 식 (6)의 일변량 측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시장 과수익률의 월별

평균이고 독립변수는 체 방안으로 만든 네 가지의 내재자본비용(ICC)이다.ICC_T10과 ICC_T20은 내재자본비

용을 만들 때 추정기간 T를 10년과 20년으로 하여 만든 것이다.ICC_equal은 내재자본비용을 동일가 평균하여

구한 뒤 91일 CD유통수익률을 빼서 구한 것이다.ICC_yield은 내재자본비용을 시가총액에 따라 가 평균한 뒤에

한국 채권 수익률을 빼서 구한다.모든 변수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데이터이고 K는 월별 추정기간

을 의미한다.b는 최소자승모형(OLSregressions)를 통해 얻은 계수로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추정기간이 1개월을

넘어서면 회귀식에서 사용되는 b가 첩된 측치일 수 있다.평균은 계수 b를 평균한 것이고 adj.R2는 최소자

승모형을 통해 얻은 값이다.t-값은 K-1Newey-Westlag correction을 이용하여 일반 률추정법(GMM,the

generalizedmethodofmoment)표 오차를 통해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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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b t-값 수정한 t-값 adj.R2

PanelA:ICC

1 -0.06 -0.91 -0.63 0.00

12 -0.80 -13.10 -5.13 0.01

24 -0.63 -11.20 -3.92 0.01

평균 -0.50

PanelB:D/P

1 1.93 9.69 7.36 0.00

12 -3.01 -16.02 -6.25 0.01

24 -2.14 -12.29 -4.05 0.00

평균 -1.07

PanelC:E/P

1 0.00 0.12 0.09 0.00

12 0.00 -5.26 -0.94 0.00

24 0.00 -5.33 -1.05 0.00

평균 0.00

panelD:B/M

1 0.00 -1.33 -0.83 0.00

12 0.00 -6.09 -0.82 0.00

24 0.00 -3.97 -0.66 0.00

평균 0.00

<표 5>기업별 내재자본비용 가치비율,경기순환변수의 일변량 회귀

분석

이 표는 식 (6)의 일변량 측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기업별 과수익률의 월

별 평균이고 독립변수는 각 기업별 내재자본비용(ICC)와 주가-배당 비율(D/P주가-수익 비율(E/P),주가-장부가

비율(B/M)이다.모든 변수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데이터이고 K는 월별 추정기간을 의미한다.b는

최소자승모형(OLSregressions)를 통해 얻은 계수로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추정기간이 1개월을 넘어서면 회귀식에

서 사용되는 b가 첩된 측치일 수 있다.평균은 계수 b를 평균한 것이고 adj.R2는 최소자승모형을 통해 얻

은 값이다.t-값은 K-1Newey-Westlagcorrection을 이용하여 일반 률추정법(GMM,thegeneralizedmethod

ofmoment)표 오차를 통해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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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returns. This thesis presents that the aggregate implied 

cost of capital strongly predicts the market excess return based 

on the theory. Additionally, only the aggregate implied cost of 

capital has significant predictability at horizons ranging from one 

month to two years although there exists other valuation ratios 

and business cycle variables. The robust test with alternative 

implied cost of capital does not always demonstrate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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